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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저해 요인 조사연구 :
유아교육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경원*
1)

본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 교사인 유아교육과 여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자유반응식 설문
지를 작성. 배포하여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의성 저해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교
육 저해요인으로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비롯한 획일적인 교수 학습방법, 가정 저해
요인으로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위주위와 관련된 부모의 지나친 개입, 사
회적인 요인으로는 시간의 부족과 획일적인 사고에 동조하는 경향, 개인의 능력 요인으로
는 융통적인 사고, 경험 및 지식 부족, 개인의 성격 요인으로는 지나친 타인의 시선의식이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
사한 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만 발생하는 저해요인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Ⅰ. 서 론

1950년도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어느 덧 50년이 흘렀다. 그 동안 창의성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사용되어 독창성이나 상상
력 외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발명, 혁신, 통찰력, 창의적인 사고, 직관, 새로움 등의 단어들
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유사한 것들이어서 혼용되어 왔다(전경원, 1997a). 창의성 정의는 매
우 다양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종합해 보면 창의 란 사회와 문화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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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
을 생각해 내는 능력 또는 그것을 기초화하는 인격적인 특성 (전경원, 1997a)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 정의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도 1970년대 이후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연구가 이루어져 창의성의 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
로 근래에는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아들로부터(전경원, 1997b ; 전경원,이명
조, 1998), 대학생들까지 창의성 교육이 널리 확산 보급되고 있고, 최근 몇몇 대학에서는 창
의성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전경원, 1997a).
그러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도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
이 중요하다. 한국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창의적 두뇌를 지닌 민족으로 창의적
인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발휘에 장애가 되는 사회.
문화. 교육. 가정적 요인들로 인해 창의적인 잠재능력이 사장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과 창의
력은 연구를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유아들의 창의성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이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서
는 사회, 가정, 학교에서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가 만연돼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유교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와 가치관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유교의 영향은 현대 중국 사회와 문화로까지 전승되어 중국의 부모와 교사
들에게 아직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Rudowicz & Hui, 1998) 복종, 훈련, 사회적 책
임감을 강조하고(Berndt, et al, 1993 ; Lau, 1992), 동조(conformity)를 높이 평가하고, 의사표현
을 하는 학생보다는 조용한 학생들이 더 칭찬을 받고, 그 결과 중국 학생들은 그들의 의견
이나 주장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한국은 중국과 인접하여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교육·문화·정치·사상 등 여러 면에서 불
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유교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손인
수, 1998). 유교문화권에서는 유교윤리 사회관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가부장권 계승권으로 남
성우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였고, 유교 윤리는 종적인 인간관계의 가치로 나타났
다(유안진, 1990). 남녀간의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부자간, 연령별로 장유유
서, 신분끼리 주종관계 등 종적인 인간관계의 가치로 나타났다. 이런 종적인 인간관계는 직
업간, 신분간, 연령간, 성별간 등 모든 관계에서 종적 인간관계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전
통 사회의 유교윤리 가치관은 한국인이 지녀야할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교수와 학생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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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어, 창의성을 계발시키는데 있어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창의성 연구가 시작되면서 서구에서는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격려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Evans(1991)는 모든 사람들은 창의력의 사용에 있어서 문화에 따른 내적, 외
적 방해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방해 요인들은 거의 습관 및 창의력에
대한 장애물들 때문이라고 했다. 습관 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관례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되고, 습관이 창의성을 막게되면 우리는 판에 박힌 게으른 생활을 하게된다고 했다.
다양한 조직의 문화는 수년동안 조직에 배어왔던 습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습관으로 우
리의 사고는 고정되는데 이를 기능적 고착 또는 문제해결의 경직성이라고 했다.
창의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Adams(1986)는 지각적 방해, 감정적 방해, 문화적 및 환경
적 방해, 지능적 및 표현적 방해로 분류하였다. 첫째, 지각적 방해는 문제 해결자가 문제 자
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적 방해
는 실수나 모험에 대한 두려움, 애매성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 안정과 질서에 대한 바램, 아
이디어의 생성보다 판단을 선호하는 것, 긴장을 풀고 문제를 잠시 보류하지 못하는 것, 도
전의 부재, 빨리 성공하려는 과대 의욕, 상상력 부재,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등
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문화적 및 환경적 방해는 문화 패턴과 우리의 직접적인 사회적·물
리적 환경으로부터 습득되는 금기사항들이다. 넷째, 지적 및 표현적 방해는 정신적 전략의
비효율적 선택이나 지적 수단의 부족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 전략의 융통성이 없는 사용, 정확한 정보의 부족, 또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언어 기술의 부적절함을 들 수 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저해요인은 직업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Amabile(1983)은 몇
개의 회사에서 129명의 과학자들을 면접하여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환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내용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장애요인 9가지
는 순위별로 다음과 같다고 했다 : 1) 다양한 조직의 특성(부적절한 보상 체계, 관료주의, 혁
신에 대한 존중부족 등) ; 2) 제약(과제를 성취하는 방법이나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자
유 부족,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력 부족) ; 3) 조직의 무관심(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의 지원,
관심, 신념 부족,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무관심) ; 4)무능력한 프로젝트 관리(분명한 프로
젝트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능력 부족함) ; 5) 평가(부적절하고 부적절한 평가
와 피드백 체계, 비현실적인 기대, 비판과 외부 평가 중시) ; 6) 부적절한 자원(적절한 자원,
장비, 자료, 자금, 인적자원 부족) ; 7) 시간부족(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 부족, 과중한 업무
량) ; 8) 지나친 현상유지 강조(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들고 매니저나 동료들의 생각을 변

화시키려는 의지 결여, 모험을 하려고 들지 않음) ; 9) 경쟁(개인간, 집단간에 경쟁을 조장하
여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함). 반면에 창의성을 격려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유, 훌륭한
프로젝트 관리, 충분한 자원, 격려, 다양한 조직 특성, 인정, 충분한 시간, 도전, 압력의 9가
지 순으로 나타났다.
윤종건(1994)은 창의력의 저해요인을 1) 지식과 정보(부정확한 지식과 정보), 2) 과거의 습
관 또는 경험(틀에 박힌 교육과 경험, 보수적 성향), 3) 규범의식(윤리, 도덕, 전통, 인습), 4)
태도와 성격(적극적 태도 부족, 동조성, 귄위에의 맹종, 노력의 부족, 비판의식), 5) 문제해결
방식 미숙(첫 아이디어에 집착, 성급한 판단, 지나친 의욕, 평가보류에 익숙하지 못함, 복잡
한 것을 참지 못함) 6) 환경적 장애(변화를 싫어하는 환경의 속성, 시간부족, 직장의 경직적
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 통로) 6가지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국한된 것인지,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러한 저해요인이 명확하게 어떤 문
화권의 내용인지 불분명하다. 그 외에 장휘숙(1983)도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각적
요인, 정서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구된 창의성 저해 요인들을 중심으로 1999년에 발간된 창의학 사전(Runco
& Pritzker, 1999)에서 정의한 창의성 저해 요인 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전
에서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각적 장애, 문화적 장애, 감정적 장애, 자원 장애로 구분
하고 있다. 첫째, 지각적 장애란 새로운 의미나 관계,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습관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데서 비롯하는 장애이다. 이는 Adams(1986)가 지적한 지각적 장애와 유사
한 것이며, Evans(1991)가 언급한 습관에 의한 기능성 고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윤종건이 지적한 과거의 습관 또는 경험 등도 일종의 지각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장애란 순응을 요구하는 사회나 기관의 분위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이는 Adams(1986)가 언급한 문화적 환경적 장애와 비슷한 것이며, 또한 윤
종건이 분류한 규범의식 및 태도와 성격 등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감정적 장애란
일시적으로 화가 나거가 두렵거나, 증오의 마음이 있을 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만성
적으로 자아 개념이 낮거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불안 초조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Adams(1986)가 언급한 실수나 모험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자원
장애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보이지만, 자원 장애
는 창의적인 생산성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인력부족, 자금 부족, 시간부족, 재료 및
정보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dams(1986)가 언급한 지적 및 표현 장애와
부분적으로 같은 의미의 장애라고 할 수 있고, 윤종건의 환경적 장애 요인의 일부와 유사하다.
창의성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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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연구되었다. Von Oech (1983)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10가지 정신적 장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1) 오직 한가지 정답만 있다고 생각한다 2) 그것은 논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 3)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4) 현실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5) 모호함을
피하려고 한다 6)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7) 놀이는 경박스러운
것이라고 여긴다 8) 그것은 내 영역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9)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
고 순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10) 난 창의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Von Oech는 이러한 정
신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비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반
드시 순응하거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모험심
등을 통해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서구에서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와 저해 요인들을 경감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Amabile(1983), Evans(1991), Adams(1986)에 의해 학교 환경, 직장환경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Eisenman(1970)에 의해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가 되었고, Chamber(1973, 1975)에 의해 대학 교수들의 교수 방법에 따른 창의성 증진과
저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유아 창의성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들인 유아교육과 여학생들
이 생각하는 창의성 저해 요인들을 조사하여 창의성 저해 요인들과 이러한 저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예비 유아교사인 유아교육과 여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성 저해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창의성을 저해하는 교육 요인은 무엇인가?
(2) 창의성을 저해하는 가정 요인은 무엇인가?
(3) 창의성을 저해하는 사회 요인은 무엇인가?
(4) 창의성을 저해하는 개인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및 연구 결과

1. 연구대상과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K 대학교 유아교육과 여학생 중에서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에서 적절하게 반응한 302명의 반응을 연구에 사용하였고, 설문 내용에 대해 불성실하
게 응답한 28명의 설문내용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창의성 저해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서구에서 연구된
선행 연구의 반응을 제시하여 선택하거나 체크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내용을 적
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자유반응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유 반응형 설문지는
다양한 반응을 정리하고 요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
운 단점이 있으나(이종승, 1984), 응답자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다양한 반응할 수 있어 조
사하려는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형식의 질문에 매우 성실하게 답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서 자유반응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유반응 설문 내용은 선행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1) 교육 요인, 2) 가정 요인, 3) 사회·
경제적 요인, 4) 개인 요인, 5) 기타 범주로 나누었다. 설문내용은 본 연구자가 각 범주별로
1개의 자유반응식 문항을 제작하여 창의성의 저해요인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 조사는 1999
년 9월부터 2000년 3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한 내용들을 각 범주별로 종합·분석하여 빈도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그 중요
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범주별로 순위가 높은 저해요인 10개의 빈도수와 비율(총 응답
자302명을 100으로 한 빈도수와 비율)을 알아보았다.

2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저해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된 유아교육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302명의 적은 수의 학생이 연구 대상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
과를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창의성 저해 요인
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사례수를 좀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결과

5개 창의성 저해 요인(교육 요인, 가정 요인, 사회 요인, 개인 요인, 기타)별로 순위가 높
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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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요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표1과 같이 암기 위주의 교육과 융통성이 결여된 수업 방식과 수업
분위기, 성적을 강조하는 분위기,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융통성
이 부족한 교육 요인으로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88명), 과다한 과제물과 수업량(45명),
획일적인 교수방법(40명), 경직된 수업 분위기(24명), 학습의 자율성 부족(24명) 등이 있었다.
또한 한국은 성취를 강조하는 교육 분위기 속에서 성적 제일주의(25명)와 결과 중심의 교육
(14명)으로 인해 창의성이 억눌려지고, 교육 환경과 관련지어 열악한 교육 환경적 요소로 교
실주변의 소란스러움(24명), 정형화된 고정 강의실(13명), 딱딱한 책상과 의자 등과 같은 물
리적 환경(12명) 등이 우선 순위 10위에 안에 드는 창의성 저해 요인들이었다.
<표 1> 창의성을 저해하는 교육 요인
순 위

교육 요인

빈도수 (%)

1

암기·주입식 교육

88 (29.14)

2

과다한 과제물과 수업량

45 (14.90)

3

획일적인 수업 방식

40 (13.24)

4

성적 제일주의

25 ( 8.27)

5

교실 주변의 잡음

24 ( 7.94)

6

경직된 수업 분위기

24 ( 7.94)

7

학습의 자율성 부족

15 ( 4.96)

8

결과 중심의 교육

14 ( 4.63)

9

정형화된 강의실

13 ( 4.03)

딱딱한 책상·의자

12 ( 3.97)

10

2 . 가정 요인
가정적인 요인은 <표 2> 와 같이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위주의적인/ 보수
적인, 비지시적/지시적인 부모의 특성과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기대, 지나친 간섭, 무관심
등 부모의 개입정도에 따라 창의성이 저해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적/권위적 부모
(52명), 부모의 지시적인 양육방법(18명), 순종을 요구하는 분위기(13명), 부모의 과잉보호(12
명), 부모의 지나친 기대(12명), 부모의 잔소리(12명) 등의 순으로 창의성이 저해된다고 했다.
그 외에 부모의 무관심(12명), 가족간의 대화부족(16명), 형제들의 개입(15명), 폐쇄적인 가정

환경(5명) 등의 순으로 창의성 발달을 저해한다고 했다.
<표 2> 창의성을 저해하는 가정요인
순 위

가정 요인

빈도수 (%)

1

보수적/권위적인 부모

52 (17.21)

2

부모의 지시적인 양육 방법

18 ( 5.96)

3

가족간 상호작용(대화) 부족

16 ( 5.29)

4

형제들(오빠, 동생, 언니)의 영향

15 ( 4.96)

5

순종을 요구하는 가정 분위기

13 ( 4.30)

6

부모의 과잉보호

12 ( 3.97)

7

부모의 지나친 기대

12 ( 3.97)

8

부모의 무관심

12 ( 3.97)

9

부모의 잔소리

12 ( 3.97)

10

폐쇄적인 가정환경

5 ( 1.65)

3 . 사회 요인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요인은 < 표 3> 과 같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부족(118명)이 창의성을 가장 많이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전과
틀에 박힌 생활(55명)과 대중매체의 범람으로 획일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되고(30명), 과도한
TV 시청(22명)으로 창의성이 방해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47
명),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획일적인 사고(35명), 경제적 궁핍으로 다양한 경험부족(30
명), 사회적 관습에 따라야 함(29명), 성차별(28명), 경쟁의식(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창의성을 저해하는 사회 요인
순 위

사회 요인

빈도수 (%)

1

혼자만의 시간의 부족

2

틀에 박힌 일상생활

55 (18.21)

118 (39.87)

3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부담

47 (15.56)

4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획일적 사고 강조

35 (11.58)

5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부족

30 ( 9.93)

6

대중매체의 범람으로 획일적 사고

30 ( 9.93)

7

사회적 관습에 따름

29 ( 9.60)

8

성차별

28 ( 9.27)

9

과도한 TV시청

22 ( 7.28)

경쟁 의식

22 ( 7.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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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 요인
개인요인은 주로 개인적 능력, 성격과 관련지어 다양한 요소들이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 능력 요인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어렵다(67명)고
생각하는 학생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한 요소인 융통적인 사고 능력
이 부족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45명)고 하였다. 또한 창의성에 필수적인 경험과 지
식이 부족한 것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다양한 경험의 부
족(43명), 지식 부족(40명), 독서부족(38명)등이 창의성 저해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창의성
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 부족(28명), 동기 유발의 부족(24명), 인내심 부족(20명), 관
찰력 부족(16명) 등도 많이 있었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16명)도 있
었다. 그 외에 민감성(12명)과 호기심 부족(11명)도 있었다.
<표 4> 창의성을 저해하는 능력 요인
순 위

능력 요인

빈도수 (%)

1

고정관념 탈피 부족

67 (22.18)

2

융통성 부족

45 (14.90)

3

다양한 경험 부족

43 (14.23)

4

지식 부족

40 (13.24)

5

독서 부족

38 (12.58)

6

집중력 부족

28 ( 9.27)

7

동기유발 부족

24 ( 7.94)

8

인내심 부족

20 ( 6.62)

9

관찰력 부족

16 ( 5.29)

실행능력 부족

16 ( 5.29)

10

2 ) 성격 요인
창의성을 저해하는 개인의 성격 요인으로는 < 표 5> 와 같이 96명의 학생들이 타인의 시
선 의식 을 창의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자신감의 결여(85명), 낮은
자아개념(30명) 등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자아개념적인 요소들이 창의성을 저해하고,

성격과 관련지어 성격이 게으르거나(70명),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28명), 또한 소극적(70명)이
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55명), 안일함을 추구하고(56명), 평범함을 추구하고(28명), 아
예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63명)것으로 인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했다.
<표 5> 창의성을 저해하는 성격 요인
순 위

성격 요인

빈도수 (%)

1

타인의 시선을 의식

96 (31.78)

2

자신감 결여

85 (28.14)

3

게으른 성격

70 (23.17)

4

적극성 결여

70 (23.17)

5

생각하기 싫어함(실사증)

63 (20.86)

6

안일함

56 (18.54)

7

실패에 대한 두려움

55 (18.21)

8

낮은 자아개념

30 (9.93)

9

평범 추구

28 (9.27)

10

급한 성격

28 (9.27)

3 ) 기타 개인 요인
그 외에 기타 요인으로 감정적인, 생리적인 불편함과 불만족으로 인한 요인들이 있었다.
예컨대,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피곤하거나(46명), 감정이 불안하거나(29명), 수면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거나(29명), 걱정이나 불안이 심하거나(25명), 허기가 지거나 과식을 했을 때(22명) 창
의성이 방해된다고 하였다. 또한 날씨(12명), 온도 (13명), 불편한 옷·신발(10 명), 지저분한
환경 (9명), 적절하지 못한 조명(7명)도 창의성을 방해한다고 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유아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인 유아교육과 여학생들이 인식하는 교
육적, 가정적, 사회적, 개인적 창의성 저해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유아교육과 여학생들 302명을 대상으로 자유반응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수 및 순위를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암기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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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유아교육과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과다한 과제물에 대한 부담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도한 경쟁 및 성적제일 주의
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저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아교
육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사료되어 예비 유아 교육 교사들과 나아가 유아의 창의성
교육을 위해 근본적인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율성이 부족하여 창의성이 저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새로운 교수방법 창안과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여 예비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강의실 환경은 방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로 인
한 잡음과 네모난 교실과 책상 및 의자 등과 같은 건축과 가구 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윤종건(1994), 정범모(1997), 전경원(2000a) 등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에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창의성을 저해하는 교육적 요인들
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고,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Chambers(1973)는 수 백명의 창의적인 심리학자와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발달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창의
성을 신장시키는 교수는 학생을 한 독립인격체로 인정하고, 독립성을 격려하고, 모델로서
본보기가 되고, 학생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탁월한 성취에 대한 기대를 하고,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업과 행동에 보상을 하고, 개별적인 관
심을 표명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과도한 암
기위주의 교육을 하고, 경직된 수업을 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지 않는 교수
는 창의적인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정 요인으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위주의적인/보수적인, 지시적인
부모의 특성과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기대, 지나친 간섭, 무관심 등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 창의성이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
면 가족의 구조적 요인과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태도 등은 자녀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
는 요소로서, 부모는 자녀의 창의적인 잠재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고, 저해시킬 수도 있다
(Fine, 1977 ; Wright, 1987 ; 백지숙, 1998)는 연구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유
교문화권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부모, 지시적인 부모 양육태도로 인하여 창의성이 방
해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소유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갖고

있어 과잉보호를 하게되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부모가 이루지 못한 성취를 자녀를
통해 얻기 위해 지나친 기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된다.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준과 역할에 대해
동조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권위주의적인 면이 별로 없고, 훈육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의
수준이 낮고, 또한 자녀의 독립성을 격려(Bayard de Volo & Fiebart, 1977 ; Datta & Parloff,
1967 ; Miller & Gerard, 1979)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로 보아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하여 부모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자율적
으로 사고를 하게 될 때 창의적으로 성장하므로 적당한 정서적 거리감을 두고 자유를 부여
하는 소유적이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를 지니도록 해야 하고(Weisberg & Springer, 1961),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MacKinnon, 1962).
셋째, 사회 요인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에 창의성이 저해된다고 한 사람이 118명
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저해 요소로 보았는데, 이는
Amabile(1998)과 Davis(1999) 의 선행 연구에서도 시간 부족은 창의성의 저해 요소로 언급되
었다. 이는 전경원(1997 b)이 제시한 창의성 요소의 한 요소로서의 시간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Wallas가 창
안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잠복기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시각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과제를 창의적
으로 수행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을 투자해야 한다(Harrington, 1999 ; Runco, 1999) ; 전경원, 2000 a).
그 다음으로 획일적인 사고 로 인해 창의성이 저해된다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대중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접하므로 오히려 획일적인
사고를 하게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또한 틀에 박힌 일상생활과 획일적인 사고와 습관 등으
로 창의성을 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즉, 개인으로서의 타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명시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 압력을 받고 이에 굴복하여 추종하는 일종의 동조(conformity)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TV 및 다양한 대중 매체의 광고를 통해서 유행 을 따르게 되는 것이 동조 현
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밝혀져
왔으므로 (Amabile, 1996 ; Crutchfield, 1955 ; Sternberg, 1988 ; Taylor, 1963)기존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동조 현상으로 유행을 창출하기 보다는 대중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행을 획일적으로 추종하게 되어 창의성이 저해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유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사회적 관습 등이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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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유안진, 1990)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인 요인 중에서 능력면과 성격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능력면에서는 67명(22.18%)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45명(14.90%)은 융통적인 사고가 부족 한 것으로 인해
창의성이 저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예비 유아 교사인 여학생들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훈련을 통해 새롭고 융통적인 사고를 신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험, 지식, 독서 및 집중력과 동기유발의 부족 으로 인
해 창의성이 저해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풍
부한 독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창의성의 중요 요인으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Feldhusen, Treffinger, & Bahlke, 1970 ;
Noller & Parnes, 1972 ; 전경원, 1999) 제안되어 왔던 바와 같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경
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서 풍부한 지
식이 잘 연결되어야 하므로,(전경원, 1998b),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의 부족을 충
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Amabile(1998)이 제안한 것처럼 내적 동기유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면에서는 96명(31.78%)의 학생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저해
된다고 했다. 이는 체면 문화 속에서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발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도 체면을 의식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체면을 차리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회의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표현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회의석상에서도 자신의 본심보다는 명분에 맞
는 말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윤태림(1986)이 언급하는 명분 체면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도 윤태림(1986) 이 말하는 치레성 체면 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체면은 일반적으로 타인 의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명분지향적인 사회에서 중요
한 현상으로, 유교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문법이다(최
상진, 1997). 반면 실용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적 사회에서는 체면은 덜 중요하다. 이는 일
종의 동조(conformity)현상으로 Crutchfield(1955)가 설명한 것처럼 동조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동조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함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의식 외에 자신감의 결여 도 창의성 저해요인이라고 인식되었는데, 자아개념이나
자신감 등이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적인 요소를 게으른 성격, 적극성 부족, 급한 성격 등을 사
상의학의 체질론에 기초하여 보면 태음인 같이 게으르거나, 소음인처럼 소극적이거나, 소양
인처럼 성격이 급한 체질로 인해 창의성이 저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천적 체질을
잘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여 창의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경원, 2000 b).
또한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실사증 (전경원, 1998 a) 이 5번째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
는 신세대들이 깊이있게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창의성이란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생
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들에게서도
관찰되어지므로, 앞으로 창의성 교육에서는 생각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
을 모색해야겠다.
그 외 기타 개인 요인으로는 피곤함 등과 생리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창의성이 저해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내·외적 요소들을 조절하여 좀더 생리적·심리적으로 편안한 상
태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며,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적 저해요인으로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과다한 과제물, 획일적인 수업 방
식, 성적 제일주의 등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저해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보
아 유아교육과에서는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창안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 측면에서 학생들이 좀더 교육에 몰두할 수 있
도록 교실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정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요인들은 주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 비롯되는 권
위주위와 관련된 부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과 여학
생들의 창의적인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여
학생들이 자율적인 사고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시간의 부족과 획일적인 사고에 동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창의
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므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창의적인 사
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조급성 문화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범람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이에 추종하는 동조 현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한다. 그 외에 유교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및 사회적 관습도 개선되어야 창의성이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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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인적인 요인의 능력적인 면에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가 어렵고 융통적인 사
고가 부족한 것이 창의성 저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융통적인 사고의 부족은 창의성 훈련을 통해 신장되어야 하겠다. 또한 경험, 지식, 독서
및 집중력과 동기유발의 부족 으로 인해 창의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아 유아교육과 여학생들
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적인 면에서는 지나친 타인의 시
선의식이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이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눈치를 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린 것을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선행 문헌
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요인도 있지만, 교육적. 가정적 저해 요인중에서 서양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우리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이에 적
절한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두드러지
는 가정과 학교 문화에서 저해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교수와 교사 및 부모의 인식 전환
이 요구된다. 즉, 한국 사회의 가족구조, 성 및 교육제도의 측면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창의
성을 막고 있고, 이러한 형식에 치우친 가족구조는 예비교사인 여학생의 창의성 을 억누르
고 있어, 미래의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좀더 동등한 입장에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과 여학생들은 한국의 여성
으로서 사회·문화적 동조가 미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들의
창의성을 계발시켜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동조성은 서양에
서 중요시하는 창의성 계발과 거리가 먼 것으로 창의성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
해되고 연구되어 개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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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ptions of Barriers on Creativity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e on, Kyung W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nhibiting factors (educational, home and family,
social, and personal factors) of creativity from the 302 female students, who are the future
teachers for the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ly, the educational factors which inhibit creativity are excessive rote memorization, uniform
teaching-learning style, and rigid class atmosphere, etc, secondly, home and family barriers are
authoritarian parent-child relationship, too much parental involvement, and over protection, etc.
thirdly, social barriers are lacking in time to think creatively, conformity, tendency to follow
uniform thinking. Lastly, personal barriers in ability are lacking in flexible thinking, lacking in
experience/knowledge/reading and personal barriers in characteristics are excessive awareness of
others toward self and studying others face and eye.
It was concluded that we need to revise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physical
environment for facilitating creativity ; and need to establish desirable and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order to let the female students think freely ; need not to conform and
compromise in order to avoid conflict and maintain social harmony ; need to develop creativity
training program. In sum, the specially designed teacher s, professors and parents educational
programs are needed for encouraging creativity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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